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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는 KPMG Global이발간한 Thought 
Leadership이며,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
국문요약한자료입니다.

보고서원문은아래의링크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advisory.kpmg.us/content/dam/kpmg
-advisory/risk-
consulting/pdfs/2017/06/roadmap-to-
certification.pdf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의 감독규정 Part 504

지난 2016년 6월 30일에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e: NYSDFS)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거래내역 모니터링 및 금지거래 필터링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과 경영진의 확인을 강제하는 Part 504를 발표하였습니다.

Part 504는 뉴욕주 은행법하에 설립된 은행 및 외국 은행들

(FBOs)의 지점과 agency을 포함한 금융기관들 , 그리고

금융서비스국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에 적용이

되며, 다음의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BSA (Bank Secrecy Act, 은행비밀보호법 )와 AML (Anti-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 규제법)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관리국)의 금지거래 필터링 프로그램 유지

−거래 모니터링과 OFAC 필터링 시스템의 운영와 감독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기준 유지와 이사회 또는 임원의 연간 확인
의무

Part 504는 BSA 혹은 AML 규제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OFAC이 규제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보다 강화된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ttps://advisory.kpmg.us/content/dam/kpmg-advisory/risk-consulting/pdfs/2017/06/roadmap-to-certific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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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Part 504의 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들은 필요 인력의 확보와 함께 고객유형,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운영중인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인

재평가와 경영자 확인서를 위한 검증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Part 504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실행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15일까지 2017년 중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담은 첫 연간

경영진 확인서를 이사회나 준법감시인이 제출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Part 504의 이해

각 금융기관은 Part 504 하에서 요구되는 BSA/AML 및

OFAC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주요

사안이며, 관련 데이타의 유지와 검증, 주기적인 프로그램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지속적인 효율성 유지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Part 504는 BSA/AML과

OFAC 금지거래 리스크의 파악을 위한 기업전반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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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지속 가능한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및

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RM-IF 와 Part 504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이러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ERM-IF의 전략성, 효율성, 신뢰성, 규정준수의

4가지 카테고리를 목표로 달성하는 것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Part 504는 ERM-IF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규제되어 있어 두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RM-IF와 Part 504 프레임워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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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04 인증을위한거버넌스

1. 리스크 평가

—기존의 AML 리스크 평가를 검토합니다.

—고객 유형, 제품 및 서비스, 거래량,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요소 등의 핵심 리스크
요소들을 평가합니다.

—모델의 유효성과 관련된 내부 및
외부감사자들의 평가를 분석하고
시스템에 적용시킵니다.

2. 규칙

—기존의 접근 방식, 빈도수, 관련 문서와
같은 규칙들과 threshold를 검토합니다.

—AML 리스크와 법적 규제위험을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OCC 모델에 위배되는
항목이 없는지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3. 개발 및 분석

—수동 및 자동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검토,
테스트 결과 분석, 모델의 한계점 발견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합니다.

시스템의
적합성검증

데이터, 시스템, 
프로세스유효성검증

1.데이터검증

—고객및거래내역을기반으로데이터구축및
데이터의품질을평가합니다.

—데이터의유효성과신뢰도를검증합니다.

—데이터의 관리 및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샘플링 된
데이터피드(Data Feed)를통해검증합니다.

2.시스템검증

—시스템의 기능 , 설정 및 한계점을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른 규칙과 한계점에 맞는 샘플링
테스트를 통한 거래 방법을 제시하고
독립적인 모델의 규칙과 결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3. 공정검증

—기존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평가
및 관리합니다.

—한계점과 변수 설정을 위한 샘플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기존 제어프로그램과 모델의 일관성을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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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 유효성 결과의분석및보고

1. 지속적인 검증

—점검체제를 검토 후 조언을 제안합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환경을 포함한 AML의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의
구조를 검토합니다.

—데이터 및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
분석합니다.

2. 민감도와 발전가능성

—모델이 규칙적인 패턴을 띄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도 테스트를 기준 이상과 이하의 경우 모두
실행합니다.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을 분석합니다.

3. 벤치마킹

—KPMG 의 독 점 적 인 CMT(Case
Management Tool) 및 방법론을 통해
케이스를 테스트하여 결과를 검토합니다.

—기존 모델과 결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1. 결과분석

—거 짓 양 성 반 응 , 사 례 조 사 결 과 및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산 출 과
같은 동향을 분석합니다.

—모델의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 및
SAR의 실효성을 분석합니다.

—SAR 산출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패턴을 분석합니다.

2. Back-testing

—과거 데이터의 back-testing을 통해
모델링 결과를 검토합니다.

—SAR 기준에 어긋날 수 있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한 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3. 보고

—핵 심 성 과 지 표 (KPI) 와 핵 심 리 스 크
관리지표(KRI)를 평가합니다.

—업계의동향을분석합니다.

—이사회 및 경영진 보고서에 대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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